User Guide
제품규격

STAR C0320
전기적 특성
구동 전류 : 50 mA
전력소비량 : 0.6 W
구동 전압 : DC 12V
최대 직렬 연결 수량 : 50 modules
디밍 및 연출 기기 연결 지원
정전류 구동 방식, 역전압 방지 기능

1
방열
방열
최대
최저
최대
최저

및 열성
: 실온에서 방열
동작 온도 : 50˚C
동작 온도 : -10˚C
보관 온도 : 60˚C
보관 온도 : -20 C

방수형
제품규격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하시는 분의 위해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 주셔야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의 사항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파손·감전·발연·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DC12V

본제품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해나 개조한다
·억지로 잡아 당기고, 비튼다
·LED 램프를 날카로운 도구로 찌른다
·LED 램프 위에 본드나 실리콘을 바른다

DC12V의 전원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AC INPUT AC 전원에는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각 직렬연결에 연결가능한 모듈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수량 이상 점등시
과부하가 발생되어 발연 및 화재의
위험있습니다.

본제품에 전원이 인가되어 작동중일때
연결하거나 절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옥외에서 설치하실 때는,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은 날은 삼가해 주시고, 수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SMPS의 출력단과 첫번째 모듈 사이에
사용되는 연장선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 굵기가 너무 얇으면 일부분의 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제품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이용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고온(85도이상)이 되는 장소
·지나치게 습도가 밀집되는 장소나 먼지가
많은 장소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나 큰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장소

설치전 준비할 사항

필요한 도구

SMPS의 출력단과 첫번째 모듈 사이에
사용되는 연장선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전선규격안내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재

피복가위, 전동드릴, 드라이버, 걸레

와이어너트, 케이블타이, IDC커넥터, VCTF 전선, 실리콘

설치될 장소를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1. 채널의 내부를 닦아 주십시오

2. 전선용 구멍을 뚫습니다

3. 반드시 부싱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채널 내부의 먼지, 기름기, 수분을 닦아 주십시오. 깨끗하지 않은 표면에는 3M양면테이프가 잘 붙지 않습니다.
2. SMPS와 연결될 전선이 통과할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3. 부싱이 없으면, 구멍이 뚫린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질 수 있으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최적의 조도를 위해 채널 내부는 백색으로 도장하여 주십시오.
(주)대한트랜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11
Tel : 032) 858-0491 Fax : 032) 832-8421
www.daehantrans.com info@daehant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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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높이와 폭에 따라 배열하는 간격이 다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조명을 연출하십시오. 만약 배열
간격이 채널높이에 비해 너무 넓으면 채널의 일부가 어두워지거나 표면의 빛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SHOW CASE
Show Case의 크기에 따라 star line을 배열 하십시요

SIDE VIEW

FRONT VIEW

본 제품의 연결

각 직렬연결마다 연결가능한 모듈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수량 이상 사용하시게되면,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모듈의
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하가 발생되어 제품 및 SMPS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AC Input

Power Supply

*1개의 직렬 연결에 최대 50 모듈까지(C0640은 25 모듈) 연결이 가능합니다.
50개 이상 연결할때는 추가로 직렬연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SMPS의 출력단자의 연결되는 연장선은
굵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아래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DC Output

주의
SMPS의 출력단으로부터
첫번째 모듈까지의 연장
리드선을 최대한 짧게
유지하십시오.
아래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1번째

1번째

1번째

1번째

1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2번째

49번째

49번째

49번째

49번째

49번째

50번째

50번째

50번째

50번째

50번째

*1개 직렬연결에 혼합하여 사용할때, `C0230, C0320, C0340`은 각 1개로 계산하고,
C0640은 2개로 계산하여, 총 합계가 50이 넘지 않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SMPS와의 연결 안내

SMPS의 DC출력단과 연결되는 연장선의 굵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SMPS 모델명

PSGE-0030-12

PSGE-0060-12

PSGE-0120-12

PSGE-0600-12**

PSGE-1000-12**

출력 용량 (W)

30W

60W

120W

600W

1000W

출력 전류 (A)

2.5A

5A

10A

50A

83A

STAR C0320

37pcs

73pcs

150pcs

730pcs

1220pcs

적용 연장선 종류

VCTF1.25
AWG18

VCTF2.0
AWG14

VCTF2.0
AWG12

VCTF5.5
AWG4

VCTF8.0
AWG2

연장선 최대길이

5M (15FT)

5M (15FT)

5M (15FT)

15M (50FT)

15M (50FT)

*최대연결수량은 SMPS와 모듈의 수명을 위하여 SMPS출력의 85%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00W와 1000W(모델명 PSCS-0600-12, PSCS-1000-12) 제품은 자체방수기능이 없습니다. 별도의 방수함을 설치해야 하며,
방수함에 반드시 통풍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대한트랜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11
Tel : 032) 858-0491 Fax : 032) 832-8421
www.daehantrans.com info@daehantr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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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 수량, 배열 간격 및 위치를 산출하십시오.
MATERIAL ESTIMATE

Attention to : John Doe

Page 1 of 1

1000 mm

34

채널 입체(또는 두께)

6

22

34

41

STAR C04 WHITE x 143
Information

NUMBER OF SET
QUANTITY PER SET
TOTAL CLUSTERS
WATTAGE PER SET

1
143EA
143EA
187W

TOTAL WATTAGE

187W

MODULE PITCH

120mm

Model

Color

Quantity

STAR C04

WHITE

143EA

POWER ESTIMATE /SET

채널폭

S-LED ESTIMATE /SET

설치 가이드

STAR C0320

SUMMARY

User Guide

Power Supply

Quantity

DC12V 1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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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by Brad Han
Date : 2009. 1. 1.
Rev. 0

Tel : +82 32 858 0491
Fax : +82 32 832 8421
www.daehantrans.com bhan@daehantrans.com

*Missing information will affect the final results
*Power consumption is calculated with extra 15% for extended life of power supplies
*This is for estimating purposes only. Material Estimates for S-LED system are based upon given font, letter height, depth, face material, and any special instructions.
*All signs should be tested for acceptable color, illumination and operation. Use appropriate power supply for testing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applicable S-LED product found under http://www.daehantrans.com/download/products2007.pdf

`2` 페이지의 `모듈간격 및 채널높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3M 양면테이프를 벗긴 다음 붙입니다

고객분들을 위해 배치도를 설계하여 드립니다.
(주)대한트랜스로 문의 바랍니다.

3. 리드선 끝부분은 방수처리를 합니다

와이어너트

1단계에서 산출된 도면에 따라 해당위치에 모듈을
배열합니다. 뒷면 양면테이프의 이형지를 벗긴후
설치될 위치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부착시 단단히 눌러
고정하십시오.

채널내부와 단락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리드선의
끝부분을 와이어너트, 또는 실리콘으로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주의
제품을 고정시킬때, LED 램프를 직접 누르지
마십시오.

4. 전원과 연결하여 점등시험을 합니다

5.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AC Input

120

DC Output

AC Input

120

DC Output

1단계에서 미리 산출된 도면에 따라 SMPS의 용량에
맞춰 채널을 분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원을
인가하여 모두 점등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SMPS와 연결하기 전에,
리드선끼리 극성이 맞게
확인하십시오.

연결부분마다
연결되었는지

(주)대한트랜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11
Tel : 032) 858-0491 Fax : 032) 832-8421
www.daehantrans.com info@daehantrans.com

나사못 사용시 : 습하거나 수분이 많은 장소의 경우,
M2.5*15 규격의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실리콘 사용시 : 실리콘으로 모듈의 주위에 도포하여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때, 램프부분에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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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사인 전체, 또는 일부분이
점등되지 않습니다.

SMPS와 첫번째 모듈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리드선간의 극성이 잘못 연결되어,
역전압방지회로가 동작하기 때문에 점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SMPS와 모듈의 적색선끼리,
백색선끼리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점등이 안됩니다.

SMPS 출력단의 전압을 계측기로 측정해서,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12.0VDC ± 0.5VDC입니다. 출력단의 전압이 나오지 않을경우 전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압이 나오는 경우 상담하기전에 SMPS로 AC전원이
입력되는 부분의 연결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C입력선이 SMPS의 접지단자에 연결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SMPS가 작동하지 않을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점등이 안될경우

SMPS의 입력단자에 AC가 공급되지만 LED 모듈이 점등되지 않을 경우, SMPS와 모듈 및
채널 내부에 단락이 있어서 점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락 발생시 SMPS의 보호회로가
작동되어 약 1분간 작동이 되지 않으니, 입력전원을 차단후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600W와 1000W의 경우 작동램프가 있어 작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W와 60W,
120W는 램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출력전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제품의 시작부분은
점등되지만 나머지 부분이
점등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점등이 됩니다.

연결된 제품의 중간 부분에 극성이 잘못되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점등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의 차이는 극성이 잘못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 와이어너트나 커넥터로 연결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색 리드선끼리, 백색리드선끼리 연결해야 합니다.

중간에 모듈 한개만 점등이 되지
않습니다.

S-LED 모듈은 중간에 한개가 오작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모듈은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점등이 되지 않는 모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점등이 되지만 일부분이
어둡습니다.

리드선 하나에 직렬로 연결된 모듈수가 허용된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의 모듈에는
전압이 낮아져 조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SMPS의 출력선을 연장하여 사용할때, 지정된
길이 이상 사용하면 전류치가 낮아져 조도가 낮아집니다. `2`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점등이 되지만 어두운 부분이 생겨
얼룩이 보입니다.

채널 입체가 너무 낮거나, 모듈 중심간격이 너무 멀게 배열되었습니다. `2`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얼룩이 보입니다.

채널 표면의 아크릴이 LED 전용이 아닙니다. 광확산PC와 같은 LED 전용 커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대한트랜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11
Tel : 032) 858-0491 Fax : 032) 832-8421
www.daehantrans.com info@daehantrans.com

